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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PORT

개 비장에서 발생한 myxoid liposarcoma 증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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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lenic myxoid liposarcoma in a d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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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7-year-old Maltese was presented to a veterinary clinic for a history of anorexia, soft feces, and anemia. During
abdominal sonography and computed tomography imaging, splenic mass was suspected. Laparotomy revealed the bloody ascites, and
the enlarged spleen containing a large spherical mass. Microscopically, the splenic parenchyma was replaced by neoplastic cells with
cytoplasmic vacuolation and abundant myxoid matrix. Cellular vacuolation and myxoid matrix were positive to Oil-Red-O and
Alcian-blue stains. The neoplastic cells were positive to vimentin on immunohistochemistry. The case was diagnosed as myxoid
liposarcoma. Based on a poor prognosis, the dog was euthanized three weeks after splenect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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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육종은 사람에서 발생하는 연부조직 육종 중 2번째로 흔한 종양으로

사지 말단과 후복강 부위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반면[1], 동

물에서 지방육종은 흔하지 않은 종양으로 주로 피부, 피하조직에서 대부분

발생하며 비장 등 실질장기에서는 매우 드물게 발생한다[2]. 비장에서 원발

하는 비혈관 비림프구(nonangiogenic and nonlymphoid) 유래의 종양은 개의

비장 종양 중에서 대략 23-34% 정도를 차지하며, 그 중 약 2-6%가 지방육

종으로 알려져 있다[3]. 동물에서 발생하는 지방육종은 조직학적으로 고분화

성 아형(well-differentiated variant), 점액성 아형(myxoid variant), 다형태성

아형(pleomorphic variant)으로 분류되는데 이중 점액성 아형의 발생이 가장

드문 것으로 보고되었다[4]. 위의 3가지 아형의 지방육종 모두 비장에서 발

생할 수 있으나[5], 각각의 종양에 대한 특성은 명확히 규명되어 있지 않다.

개에서 발생한 비장 점액성 지방육종에 대한 구체적인 특성은 극히 일부의

문헌에서 보고되어 있다[3]. 본 증례보고에서는 국내에서 아직 보고되지 않

은 비장에서 원발한 점액성 지방육종에 대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7년령 암컷 말티즈가 내원 전 며칠 동안의 심한 식욕 저하와 연변 증상을

보여 복부에 대한 임상검사 도중 초음파와 CT검사에서 비장에서 결절성 병

변으로 의심되는 비정상적인 소견이 관찰되었다. 본 환축은 약 1년 전 큰 세

포 아형의 림프종으로 진단받고 항암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었다. 탐색적 개

복술 시 복강은 다량의 혈액으로 차 있었으며 비장에서는 약 4 × 4 × 4 cm3

정도 크기의 일부 파열된 종괴가 관찰되었다. 종괴는 융기되어 주변 비장 실

질과 어느 정도 구별되어 보였으며, 거친 표면과 비교적 단단하지 않은 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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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였다(Fig. 1). 임상병리 검사 결과, PCV 25-30 정도의

빈혈이 있었으며 이 수치는 안락사시까지 지속되었다. 비장

절제술 이후 백혈구 증가증이 10일 정도 지속되다가 정상

수치로 회복되었으며, 환축은 식욕, 활력을 어느정도 유지하

였다. 그러나 수술 후 3주 후에 환축은 갑작스러운 복통, 식

욕과 활력 감소, 간헐적인 뇨 적하 및 전신 허탈 증상을 보

였고, 흉골 림프절, 간, 폐장, 뇌 전이 의심 소견도 고려하여

예후가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안락사 되었다.

비장 절제술 후, 종괴의 일부는 병리조직학적 진단을 위하

여 10% 중성 포르말린에 충분히 고정되었다. 통상적인 조직

처리과정을 거친 다음 파라핀에 포매한 후 4 μm 두께로 연

속 절편한 조직에 대해 hematoxylin and eosin (H&E)과

Alcian blue 염색을 실시하였고, 종양세포의 정확한 기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vimentin과 cytokeratin에 대한 면역조직화

학염색을 실시하였다. 또한 나머지 종괴의 일부는 동결절편

으로 만들어 Oil Red O 염색을 실시하였다.

비장 조직에 대한 병리조직학적 검사 결과, 의뢰된 조직의

거의 대부분은 종양성 종괴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일부 가장

자리에서 비장 실질 조직이 관찰되었다. 종괴 내부에서 종양

세포들은 대체로 성긴 양상으로 무질서하게 증식하고 있었

으며, 일부에서는 다소 높은 세포 치밀도를 보였다(Fig. 2A).

종양 세포 주변으로는 호염기성의 점액성 기질이 다량 존재

하고 있었다(Fig. 2B). 종양 세포는 원형, 타원형 및 방추형

의 형태를 보였으며, 다수의 종양 세포 세포질 내에는 다양

한 크기의 경계가 명확한 공포가 존재하고 있었다(Fig. 2B).

공포로 인하여 종양 세포의 핵은 세포의 변연부로 밀려나 있

었다. 종양 세포의 핵은 과염색상이며, 일부 핵 내부에는 뚜

렷한 1-2개의 핵소체가 관찰되었다. 종양 세포들은 중등도의

세포다형태성을 보이고 있었으며, 유사분열상은 400배 10시

야상에서 총 12개가 관찰되었다. 검사한 비장 조직의 절편에

서 종양 세포의 색전은 관찰되지 않았다. 종괴 내부에서는

심한 괴사와 출혈이 동반되어 있었다. Oil Red O 염색 결

과, 종양 세포의 세포질에 존재하던 공포는 지방 과립이었으

며(Fig. 2C), 종양 세포 주변으로 존재하던 호염기성 기질은

Alcian blue에 양성 반응을 보였다(Fig. 2D). 한편, 면역조직

화학염색 결과, 종양 세포는 cytokeratin 음성이었으나

vimentin에 대해서는 강한 양성 반응을 보였다(Fig. 2E).

H&E 염색상에서의 조직 소견과 더불어 Oil Red O, Alcian

blue 염색 및 vimentin 양성 반응을 토대로 본 종양은 비장

에서 발생한 점액성 지방육종으로 진단되었다.

지방육종은 주변 조직으로의 국소적인 침습성을 보이는 악

성 종양으로 재발이 흔하지 않으며, 다른 장기로의 전이는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6]. 이러한 종양의 특성은 다형태

성 아형에서 재발률이 좀 더 높을 수는 있지만, 대체로 조직

학적 아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되

어 있다[6]. 다만, 이와 같은 지방육종의 특성은 대부분 피하

에서 발생한 지방육종에 대한 보고들에 의하여 알려져 왔으

며, 비장에서 발생한 지방육종의 특성과 예후에 대하여 알려

진 바는 적다.

비장에서 발생하는 지방육종은 비장에 존재하는 다능성

(multipotential) 미분화세포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5].

Fig. 1. Splenic myxoid liposarcoma in a Maltese patient. A

large bulging spherical mass was embedded in the enlarged

spleen. The mass was soft, light-brown to dark-red, and had a

rough surface. The mass was partially ruptured with hemorrhage

visible.

Fig. 2. Splenic myxoid liposarcoma in a Maltese patient.

Representative photomicrographs of splenic mass (A-E). Note

the compact to lose sheet of round to oval to spindle-shaped

neoplastic cells (A) with abundant myxoid matrix stained light

blue on H&E staining (B). The neoplastic cells have clear

cytoplasmic vacuolations (B) that are positive on Oil-Red-O

staining (C). The myxoid matrix was positive on Alcian-blue

staining (D). Strong positive immunoreactivity to vimentin

was observed in the neoplastic cells (E). H&E; scale

bars = 200 μm and 50 μm (A and B). Oil Red O; scale bar =

100 μm (C). Alcian blue and vimentin immunohistochemistry;

scale bars = 50 μm (D and E). H&E, hematoxylin & eo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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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적으로 비장에 하나의 종괴 양상으로 발생하며, 조직학

적으로는 고분화성, 점액성, 다형태성 아형 3가지 모두 발생

할 수 있다[5]. 개에서의 발생 연령은 5년령에서 16년령으로

범위가 넓고, 평균은 12년령으로 보고되어 있다[2,3]. 셔틀랜

드 쉽독이 지방육종의 호발 품종으로 알려져 있으나[6], 비

장 지방육종의 경우에는 특정 품종에서의 호발 경향성을 보

이지는 않았다. 임상증상으로 식욕부진, 구토, 무기력, 쇠약,

체중감소, 빈혈, 복부 팽창, 복통을 동반할 수 있으며[2,3,5],

본 환축에서도 이와 같은 여러 임상증상들이 관찰되었다.

개의 비장에서 발생한 지방육종 13증례에 대한 한 연구에

따르면, 5증례는 종양에 의한 직접적인 폐사였다[2]. 폐사된

5마리 중 4마리에서는 간 전이가 확인되었으며, 폐사된 5마

리의 절제술 후 생존기간 범위는 42일에서 369일이었다[2].

이와 더불어, 비장에서 발생한 점액성 지방육종 3건에 대한

조사에서 2마리는 절제술 후 2개월, 1마리는 절제술 후 21

개월에 간 전이가 확인되어 예후가 불량한 것으로 판단되어

안락사 되었다[3]. 이러한 보고들을 바탕으로 비장에서 발생

한 지방육종은 빈번하게 간으로 전이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지방육종이 포함된 비혈관 비림프구 유래의 비장 육종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이 유무와 유사분열 지수(400배율 10시

야 9개 기준)가 예후를 평가하는데 가장 주요한 인자로 보고

되어 있다[7,8]. 다만, 이러한 예후 분석 보고들에서 비장에

서 발생한 지방육종의 증례 수는 총 144건 중 5건으로 소수

포함되어 있었으며[7,8], 개의 비장에서 발생한 점액성 지방

육종 3건에 대한 보고에서 유사분열 지수와 예후와의 깊은

상관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3], 비장에서 발생

한 지방육종의 예후를 단순히 유사분열 지수만으로 평가하

기에는 제한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유사분열 지수 이외의 예후 판단 근거로 개에서 발생하는

연부조직 육종의 조직학적 등급 체계를 적용할 수 있으며[9],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조직학적 등급이 낮을수록 긴 생존기

간을 보였다[2]. 또한, 사람에서 발생하는 지방육종은 조직학

적 아형에 따라 예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데, 점액성 아

형과 다형태성 아형의 예후가 더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3,10]. 이와 유사하게 최근 종양의 발생 위치에 관계없

이 개에서 발생한 지방육종 53건의 조직학적 아형에 대한

한 연구에서는, 점액성 아형과 다형태성 아형이 고분화성 아

형에 비하여 조직학적으로 높은 등급, 높은 증식률 지수

(Ki67 표지 지수, 유사분열 지수), p53 종양 억제제의 중요

한 음성 조절 인자로 알려진 MDM2 단백질의 낮은 발현을

보이며 더 좋지 않은 예후를 보이는 것으로 암시되었다[4].

특히 점액성 아형의 경우, 일부 종양세포가 원형세포로의 분

화(round cell variant)를 보일 수 있는데, 이러한 소견은 좋

지 않은 예후를 나타내는 인자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3,10,11]. 위와 같은 사례들을 종합하였을 때, 비장에서 발생

한 지방육종의 경우 유사분열상 지수, 조직학적 등급, 조직

학적 아형 분류 및 점액성 아형에서 종양세포의 원형세포로

의 분화 소견, 전이 여부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개체의 비장 종괴에 대한 조직학적 검사 결과, 점액성

지방육종이였으며, 다른 사례들에서 적용한 바와 같이 개의

연부조직 육종의 조직학적 등급 체계를 근거로 본 종양은 2

등급에 해당되었다[2,3,4,9]. 검사 단면 상, 종양 세포의 색전

소견이나 원형 세포로의 분화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지만, 임

상적으로 종괴의 파열이 관찰되었으며 종양의 조직학적 타

입, 유사분열 지수를 고려하였을 때, 절제술 이후에도 종괴

의 파열로 인한 파종성 전이 및 혈행성 혹은 림프성 전이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예후 관찰이 실시되었다. 비장 절제

술 전과 후에 진행된 영상 검사에서는 흉골 림프절의 종대,

간과 폐장에서의 다발성 결절 및 뇌 전이 의심 소견도 확인

되었다. 다만 안락사 후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흉골 림프절,

간과 폐장 결절 및 뇌의 소견이 비장에서 발생한 종양의 전

이에 의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본 증례는 개의 비장에서 원발한 점액성 지방육종 사례로,

이 보고가 향후 임상 현장에서 비장 종양의 진단과 치료 및

예후 판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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